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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변화와 글로벌 금융불안: 한국의 대응
세계 경제는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로 대침체(the great recession)
를 겪었고 미국과 유럽 등 각국의 양적 완화와 경기부양책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다소 회복되는 기
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며 세계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
을 해 왔던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수출이 감소하고 해외자본이 유출되고 있으며 일
부 신흥경제국들은 자원가격이 하락하면서 경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7년 만에 새로운 위기의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신흥시장을 포함한 전세계의 경제위기감과 금융시
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신흥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이런 환경에서
앞으로의 지속성장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9일에 개최되는 정책 심포지엄과 학술대회에서는 중국의 변화에 대한 분석과 이로 인한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안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책에 대하여 정책담당자, 전
문가 그리고 금융관련 기관 및 기업의 의견을 듣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근의 주요 이슈인 산업수학을 활용한 창조금융의 혁신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을 준비하였습니다. 산업수학과 관련하여 기술평가와 창조금융, 빅데이터와 핀
테크, 자산운용과 대체투자 등을 정책담당자와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
다.
성공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 주시어 꼭 참석해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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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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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및 토론: 송인창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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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앙판 부주석 China Industry Technology Innovation Alliance
김영규 IBK기업은행 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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